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ngineers 
Vol. 18, No. 2, pp. 35-41, 2014 35

Research Paper DOI: http://dx.doi.org/10.6108/KSPE.2014.18.2.035

베어링 하우징의 구조 유연성에 따른 

터보펌  회 체동역학 특성 연구

성민 a, * ․ 윤석환 a ․ 김진한 a

A Study on the Turbopump Rotordynamic Characteristics 

due to Bearing Housing Structural Flexibility

Seong Min Jeon a, * ․ Suk-Hwan Yoon a ․ Jinhan Kim a

a 
Turbopump Team,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mjeon@kari.re.kr

ABSTRACT

  A rotordynamic analysis is performed for a turbopump of 7 ton class liquid rocket engine 

considering bearing housing structural flexibility. Stiffness and damping characteristics of ball bearings 

and pump noncontact seals are reflected in a rotordynamic model. A dynamic model of bearing 

housing with lumped mass and stiffness is also applied to the rotordynamic analysis. Rotor critical 

speed and onset speed of instability are predicted from synchronous rotor mass unbalance response 

and complex eigenvalue analyses. The bearing housing structural flexibility effect on rotordynamic 

characteristics is investigated for both of bearing loaded and unloaded conditions respectively. From 

the numerical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housing structural flexibility significantly 

reduces the rotor critical speed and onset speed of instability. 

       록

  베어링 하우징의 구조 유연성을 고려하여 7톤  액체 로켓 엔진용 터보펌 의 회 체동역학 해석이 

수행되었다. 볼 베어링과 펌  비  실의 강성  감쇠 특성이 회 체동역학 모델에 반 되었으며, 

베어링 하우징의 동특성이 집  질량  강성으로 모델링 되어 해석에 반 되었다. 동기 회 체 질

량 불평형 응답 해석과 회  속도에 따른 복소 고유치 해석으로부터 회 체의 임계속도와 불안정 운

 시작 속도를 측하 다. 회 체동역학  특성에 베어링 하우징이 미치는 향이 베어링 부하 조

건  무부하 조건에서 각각 검토되었다. 수치 해석 결과 베어링 하우징의 구조 유연성은 회 체의 

임계속도와 불안정 운  속도를 의미있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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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주발사체는 비추력을 높이기 하여 터보펌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36 성민 ․ 윤석환 ․ 김진한 한국추진공학회지

 가압 방식을 사용하는데, 터보펌 는 발사체 

액체 연료 엔진에 고압의 산화제와 연료를 공

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실험용 30톤 추

력  터보펌 를 개발하여 실매질 시험을 수행

한 바 있고[1-3], 재 한국형발사체 1단  2단 

엔진에 용될 75톤 고추력  터보펌 를 개발

하고 있다[4-7]. 한, 한국형발사체 3단 엔진이 

가압식 엔진에서 터보펌  방식 엔진으로 변경

되었기에 새로이 7톤  엔진용 터보펌  개발이 

착수되었다[8,9].

  터보펌 는 무게 감소를 하여 고속으로 회

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운용 에 진동에 의

한 공진을 회피하기 하여 기 속도와 임계속

도 간에 충분한 분리 여유가 확보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회 체 시스템의 감쇠 

하로 인하여 유발되는 회 체의 불안정한 

상은 일정 회 속도 이상에서 진동이 발산하여 

터보펌 에 치명 인 손을 일으킬 수 있기에 

정확한 측이 필요하다. 

  무게 감이 필수 인 터보펌  하우징은 회

체동역학에 향을 미칠만한 구조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하우징의 구조 유연성이 

임계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정 한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밝 진 바 있다[2]. 

한, 볼 베어링과 펌  실의 동특성은 터보펌  

회 체동역학에 지 한 향을 주는 요 인자

로서, 상기 요소의 설계 변수들이 임계속도  

불안정성에 미치는 향을 면 히 검토한 바 있

다[5]. 앞에서와 같이 회 체동역학에 향을 주

는 인자들 외에, 펌 의 수력하 과 터빈의 공력

하 은 회 체에 일정한 방향을 갖는 정하 으

로 작용하여 회 체 시스템의 동특성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한 연구가 하우징들의 배

치 설계와 련하여 수행되었다[7]. 

  본 연구에서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7톤  

터보펌 (연료펌 와 터빈)에 하여 베어링 하

우징을 집  질량과 강성으로 모델링함으로써 

베어링 하우징의 강성 변화에 따른 회 체의 임

계속도 변화를 고찰하 다. 한 베어링 하우징

이 회 체 불안정성에 미치는 향도 같이 검토

하 다.

2. 회 체동역학 모델

  해석에 사용된 터보펌 의 회 체 형상은 Fig. 

1과 같고, 좌측부터 트, 방 베어링, 인듀서, 

방 펌  실, 임펠러, 후방 펌  실, 후방 베어

링과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원 보 모델을 

한 집  질량  베어링과 실의 강성  감쇠 

모델을 같이 나타내었다. 한 방 베어링과 후

방 베어링에는 각각의 베어링 하우징에 한 집

 질량과 강성 모델을 나타내었다. 유한요소 해

석은 RBTS사의 ARMD 상용 소 트웨어를 사용

하여 수행하 다.

  각 회 체 부품의 질량(mass), 질량 성모멘

트(MOI : Mass Moment of Inertia), 허용 질량 

불평형량(Allowable mass unbalance)을 나타내

면 Table 1과 같다.

Nut

Front
bearing Inducer

Front
seal

Impeller

Rear
seal

Rear
bearing

Turbine

Fig. 1 Rotordynamic model of turbopump.

Inducer Impeller Turbine

Mass, kg 0.1451 0.5003 2.807

Transverse MOI

Ixx=Iyy, kg⋅mm2 55.65 289.9 5,210

Polar MOI

Izz, kg⋅mm2 26.99 516.5 10,380

Mass unbalance

G2.5, g⋅mm
0.1283 0.4424 2.482

Table 1. Mass, mass moment of inertia, allowable 

mass unbalance of fuel pump a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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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ump seal stiffness.

Fig. 3 Pump seal damping.

  허용 질량 불평형량은 ISO 1940 G2.5 등 의 

발란싱 기 으로부터 설계 기 속도 27,000 rpm

에 하여 도출되었다[10].

  볼 베어링 강성은 Hertzian 을 고려하여 

구하게 되는데[11], 펌 와 터빈의 수력  공력

학  하 과 회 속도의 함수로 얻어 진다. 펌

와 터빈의 수력  공력 하 은 회 속도 제곱

의 함수로 증가하고, 볼 베어링의 강성은 회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 으로 같이 증가한

다. 참고문헌[7]의 해석 결과를 참고하여 임계속

도를 가장 하시키는 반경방향 하 간 상 각

도인 180도에 하여 베어링 강성 해석이 이루

어 졌고, 참고문헌[8]에 베어링 강성 해석 결과

를 회 속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참고로 설계 

기  속도인 27,000 rpm에서 임펠러와 터빈에 

작용하는 반경방향 하 이 각각 0.6 kN, 0.4 kN

이고 조립체 축방향 하 이 1 kN인 경우, 방 

베어링 강성은 6.40✕107 N/m이고 후방 베어링 

강성은 1.45✕108 N/m이다. 

  베어링 하우징 강성은 하우징의 3차원 유한요

소해석으로부터 베어링이 치하는 지 에 정하

을 가하여 그에 따른 변 를 계산함으로써 선

형 계식을 얻어 구하 다. 펌  하우징의 양단

을 칭 구속하 을 경우 방 베어링 안착면 

강성은 1.70✕10
8 N/m이고 후방 베어링 안착면 

강성은 7.94✕108 N/m이다. 베어링 강성에 비하

여 수배 큰 수치로서 회 체 시스템 동특성에 

미치는 향 검토가 필요하다. 베어링 하우징의 

집  질량은 펌  하우징의 무게 배분 비율로부

터 방 베어링 안착면은 2.9 kg, 후방 베어링 

안착면은 5 kg으로 모델링 하 다.

  펌  실의 강성과 감쇠는 평실(Plain seal)에 

한 Bulk flow 모델로부터 구하 다[12]. 연속 

방정식과 축 방향  원주 방향 운동량 방정식

의 정상 상태 해에 하여 미소 섭동을 가정함

으로써 아래와 같이 펌  실의 섭동 운동에 

한 반력과 동  모델을 얻을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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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회 체 단면의 수평, 수직 방

향인  축에 하여 섭동에 의한 유체 가진력

을 나타낸다. ∆∆는    축에 한 섭동 변

를 나타내고, ∆∆와 ∆ ∆는 각각 속도

와 가속도를 나타낸다. 과 은 유체에 의하여 

유발되는 질량을 나타내고, 와 는 감쇠를 나

타내며, 와 는 강성을 나타낸다. Eq. 1의 펌

 실 동특성 계수들은 실 방과 후방사이의 

압력차와 회 체 회 속도의 함수로 결정된다. 

유체 가진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질량 행렬은 무

시 할 만큼 작기에 본 해석에 고려하지 않았다.

  회 체동역학 모델에 사용된 방과 후방 펌

 실의 강성과 감쇠 수치를 회 속도의 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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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펌  실의 강성은 

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감쇠는 회 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터보펌 의 작동 회

속도는 27,000 rpm 이다.

3. 수치해석

  회 체동역학 해석은 베어링 무부하 하  조

건과 베어링 부하 하  조건 각각에 하여 베

어링 하우징 향 유무를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베어링의 무부하 하  조건과 부하 하  조건은 

각각 베어링이 작동하는 환경이 매질이 없는 

기 환경인 경우와 실제 매질이 존재하여 터보펌

가 작동하는 환경인 경우 모두를 반 하기 

해 고려되었다. 기 환경 작동 조건은 회 체 

동특성 악을 한 별도의 회 체 시험을 하

여 설정되었다. 부하 하  조건에서는 터보펌  

운용에 따른 펌 와 터빈의 하 들이 용된다.

  터보펌  회 체는 제작 후 수행되는 발란싱

(balancing) 작업을 통하여 회 체의 질량 불형

형량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소형 터보기계에 

용되는 ISO 1940 G2.5 발란싱 규격을 기 으로 

잔류 질량 불평형량을 규제하게 된다[10]. 회

체에 잔류하는 질량 불평형량은 회 함에 따라 

회 체를 가진하게 되는데, 주 수 응답 해석을 

통하여 회 체의 거동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인듀서, 임펠러와 터빈에 허용 가능한 최  질량 

불평형을 주어 동  하 을 가하 으며 각 하

간의 상차는 0 〫로 하 다.

  Fig. 4는 베어링 무부하 하  조건에서 베어링 

하우징 유무에 따라 회 속도의 함수로 계산된 

터빈 (tip) 변 를 나타내고 있다. 회 체만을 

고려한 베어링 하우징 무한 강성인 경우 1차 임

계속도는 19,100 rpm으로 측되고, 재 설계된 

베어링 하우징 질량  강성 특성을 같이 고려

한 경우 1차 임계속도는 18,600 rpm으로 하우징 

무한 강성인 경우에 비해 2.3% 감소하는 것으로 

측된다. 무부하 하 인 경우 설계 기 속도인 

27,000 rpm보다 1차 임계속도가 낮은 Super 

critical 회 체로 단된다. 

Fig. 4 Mass unbalance response (unloaded condition).

 

Fig. 5 Mass unbalance response (loaded condition).

  

  Fig. 5는 베어링 부하 하  조건에서 베어링 

하우징 유무에 따라 회 속도의 함수로 계산된 

터빈  변 를 나타내고 있다. 무부하 하  조

건과 달리 부하 하  조건에서는 증가된 베어링 

강성 뿐만 아니라 고압의 유체에 의한 펌  실

의 강성  감쇠 효과도 같이 고려되었다. 회

체만을 고려한 베어링 하우징 무한 강성인 경우 

1차 임계속도는 40,000 rpm으로 측되고, 재 

설계된 베어링 하우징 질량  강성 특성을 같

이 고려한 경우 1차 임계속도는 36,800 rpm으로 

하우징 무한 강성인 경우에 비해 7.82% 감소하

는 것으로 측된다. 부하 하  조건에서는 베어

링에 부과된 하 에 의하여 베어링 강성이 증가

하기에 무부하 하  조건보다 임계속도가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부하 하 인 경우 설계 기

속도인 27,000 rpm보다 1차 임계속도가 높은 

Sub critical 회 체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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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링 하우징의 강성 변화에 따라 임계속도

가 얼마만큼 향을 받는지 정량 으로 검토하

기 해 해석이 수행되었다. Fig. 6은 베어링 무

부하 하  조건에 하여 각 일정 수 별 후방 

베어링 하우징 강성 수치에서 방 베어링 하우

징 강성 수치를 변화시키며 계산한 1차 임계속

도를 나타태고 있다. 후방 베어링 하우징의 수

별 강성 수치는 베어링의 강성 크기와 보수  

근을 바탕으로 하여 재 수 인 7.94✕10
8 

N/m과 그 보다 낮은 2✕108 N/m와 1✕108 

N/m으로 선정하 다. 방 베어링 하우징의 강

성 수치는 1✕107 N/m부터 1✕109 N/m까지 

범 하게 해석 변수로 선정하 다.  

  Fig. 6에서 선은 하우징 향이 배제된 회

체만의 임계속도를 나타내고, 실선은 하우징 

향이 고려되어 감소된 임계속도를 나타낸다. 베

어링 하우징 강성 수치가 클수록 당연히 높은 

임계속도 결과를 주지만, 방 베어링 하우징 강

성의 경우 략 5✕107 N/m 이상의 수치에서는 

임계속도 증가에 미치는 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후방 베어링 하우징 강성의 경우 108 

N/m(1✕108~7.94✕108 N/m) 크기에서도 임계속

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1

차 임계속도에서의 진동 모드가 터빈부 굽힘 모

드이기에 터빈에 가까운 후방 베어링 하우징 강

성이 큰 향을 주기 때문이다. 재 설계된 후

방 베어링 하우징의 경우 무부하 하  조건에서 

방 베어링 하우징 강성이 충분히 클 경우 무

한 강성의 베어링 하우징과 비교하여 약간의 임

계속도 감소만을 보여 다.

  Fig. 7은 베어링 부하 하  조건에 하여 , 

후방 베어링 하우징 강성 수치에 따른 1차 임계

속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베어링 하우징 강

성 변화 경우의 수는 앞선 해석의 경우와 동일

하게 하 다. 베어링 부하 하  조건하에서 베어

링 강성 증가로 인하여 임계속도는 앞선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한 증

가된 베어링 강성은 하우징 강성에 더 큰 향

을 받아 임계속도 변화의 폭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베어링과 하우징 조립체의 등가 강성이 

앞선 결과에서 보다 더 많이 하우징 강성에 

Fig. 6 1st critical speed with bearing housing 

stiffness (unloaded condition).

Fig. 7 1st critical speed with bearing housing 

stiffness (loaded condition).

향을 받기 때문이다. 방 베어링 하우징 강성이 

108 N/m 이상의 경우에는 임계속도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지만,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후방 

베어링 하우징 강성이 충분히 커도 방 베어링 

하우징 강성에 의해 지배 인 향을 받게 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우징 강성 변화에 따른 

임계속도 변화를 살펴 볼 때 후방 베어링 하우징 

강성이 방 베어링 하우징 강성에 비해 임계속

도에 더 많은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과 9는 회 속도에 따른 복소 고유치 해

석으로부터 얻어진 1차 휘돌림 진동수와 감쇠를 

나타낸다. 베어링 부하 하  조건에서 베어링 하

우징 향 유무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 다. Fig. 

8에서 휘돌림 진동수는 회 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자이로스코픽 향에 의해 증가하게 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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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동기화된 1✕ 주 수와 만나는 에서 

임계속도를 이루게 된다. 앞에서 해석된 Fig. 5

의 주 수 응답 해석 결과와 동일한 임계속도 

측 결과를 얻음을 알 수 있다. Fig. 9의 감쇠

비(Damping ratio)는 회 체 시스템 감쇠를 임

계감쇠(Critical damping)로 나  비율로 정의되

고, 양수의 값을 가질 경우 회 체 시스템은 안

정된 감쇠 특성을 갖게 된다. 불안정성에 향을 

미치는 진동 모드는 터빈부 회 축 굽힘 모드인 

1차 진동 모드이다. 베어링 하우징 향을 고려

하지 않을 경우 진동이 발산하는 불안정 시작 

속도는 105,500 rpm으로 측되고, 베어링 하우징 

향을 고려할 경우 96,000 rpm으로 측되어 

베어링 하우징 유연성이 불안정성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량 불평형 하 이 

시스템에 향을 미치는 방 휘돌림(Forward

Fig. 8 1st forward whirl frequency of stability analysis.

Fig. 9 1st forward whirl damping of stability analysis.

whirl) 모드에 해서 임계속도를 검토하 고, 

해석 결과 불안정성이 방 휘돌림 모드에서만 

발견되기에 후방 휘돌림(Backward whirl) 모드

에 한 결과를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다.

4. 결    론

  한국형발사체 상단엔진용 7톤  터보펌 (연료

펌 와 터빈)에 하여 회 체동역학 해석이 이

루어졌다. 베어링과 펌  실의 동특성  베어링 

하우징의 구조 유연성 향을 고려하여 회 체 

시스템의 임계속도, 불평형 응답 거동과 불안정 

시작 속도를 측하 다.

  베어링 부하 하  조건에서는 무부하 하  조

건에 비해 베어링 하우징의 구조 유연성이 더 

많은 향을 끼쳐 임계속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1차 임계속도에서의 진동 모

드가 터빈부 회 축 굽힘 모드인 이유로 인해, 

베어링 하우징 강성  터빈부에 근 한 후방 

베어링 하우징 강성이 임계속도 감소에 지배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베어링 

하우징의 구조 유연성은 임계속도 뿐만 아니라 

불안정성에도 향을 미쳐 불안정 시작 속도를 

감소시킴을 확인하 다.

  량 감소를 한 구조 최 화 설계가 요구되

는 터보펌 에서 높은 임계속도를 유지하기 

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구조 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베어링 하우징 설계가 신 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향후 회 체 시스템의 베어링 무부하 하  조

건에서 고속회  시험을 통하여 1차 임계속도를 

실험 으로 검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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